일시 2010년 4월 21일(수) 9:00-17:50
장소 건설회관 2, 3층 회의실(서울 논현동)

주최 (사)빌딩스마트협회
주관 2010 빌딩스마트협회 국제포럼 준비위원회
건설경제신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식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조달청
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토목학회,
새건축사협의회, 초고층복합빌딩사업단, 가상건설연구단, 한국산업기
술진흥원,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설비기술협회, IBS코리아 (가나다순)

사전등록 1차 : 2010년 3월 15일(월) ~ 3월 19일(금)
2차 : 2010년 4월 6일(화) ~ 4월 9일(금)

참가등록 www.buildingsmart.or.kr을 통한 온라인 등록

www.buildingsmart.or.kr

International Forum 2010

International Meetings in Seoul, 2010
빌딩스마트협회는 1998년 4월 IAI Korea로 창립한 이래 많은 회사, 대학, 연구기관, 개인, IT업계 등의 참여로 각종 행사,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The BIM>지 발행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호응과 후원 덕분
에 성장일로에 있는 협회가 오는 4월 19일~23일 국제총회를 주최합니다.
서울에서 10년 만에 열리는 이번 국제총회 기간에는 국제기술운영위원회(ITM), 국제발주자그룹(IUG), 국제집행위원회
(IC) 회의가 개최되며, 해외 BIM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4월 21일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
하는 국제포럼이 개최됩니다.

국제총회 기간에 열리는 국제포럼은 빌딩스마트인터내셔널의 회장인 Patrick
MacLeamy(HOK 회장)를 비롯해 세계적인 BIM 전문가 100여명이 참가해 국제적
인 BIM 표준기술개발과 첨단 적용사례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포럼은 협회와 관련 단체, 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인 동시에 해
외 선진 사례를 통해 국내 기업과 정부의 BIM에 대한 관심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빌딩스마트 국제기술운영위원회 회의 (초대받은 기관, 개인만 참석)
일시 : 2010년 4월 19일(월)-20일(화)
장소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회의실
참가인원 : 50~60명 예상
ITM은 국제 표준 제정 및 적용과 관련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빌
딩스마트협회는 각 국가의 대표가 참여하는 이 교류의 자리에 관심 있는 국내 회원사들을 옵저버
April 19th - 20th, 2010
로 초청할 계획입니다.

buildingSMART
International
Technical
Management
Meeting

빌딩스마트 국제발주자그룹 회의 (초대받은 기관, 개인만 참석)
일시 : 2010년 4월 20일(화)
장소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회의실
참가인원 : 30~40명 예상
April 20th, 2010
IUG 회의는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의 공공발주자 모임으로 국내 조달청, 주택공사 등 최근
BIM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공공 발주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회의입니다.

buildingSMART
International User
Group Meeting

좋은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BIM 전문가들의 기조연설은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건축, 건설 및 유지관
리, 발주자, 기술 분야의 전문 포럼을 접할 수 있으며, 관련 업계의 전시도 함께 구
성되어 다양한 정보와 선택의 장이 펼쳐집니다.
최신 BIM 기술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2010 빌딩스마트협회 국제포럼 (일반인 공개강연 및 토론)
일시 : 2010년 4월 21일(수) 9:00-17:50
장소 : 건설회관 2, 3층 전 회의실(서울 논현동)
참가인원 : 1,000명 예상
April 21st, 2010 국제총회 기간에 열리는 국제포럼에서는 세계적인 BIM 전문가들의 기조 연설과 지속가능한 건
축, 건설 및 유지관리, 발주자, 기술 분야의 전문 포럼을 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내용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buildingSMART
Korea International
Forum 2010

빌딩스마트 국제집행위원회 회의 (초대받은 기관, 개인만 참석)
일시 : 2010년 4월 22일(목)-23일(금)
장소 : 공간그룹 공간사랑
참가인원 : 40~50명 예상
April 22nd - 23rd, 2010
IC 회의는 빌딩스마트인터내셔널 최고 의결 기구로서, 각국 대표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행정 현
안, 법적 문제 및 예산 관련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buildingSMART
International
Council Meeting

Schedule
4.19 (Mon)

�공공기관, 연구소, 학교, 단체
�기타 건설, GIS 및 IT 관련 업계 및 개인
4.20 (Tues)

ITM Meeting

4.21 (Wed)

International Forum 2010
IUG Meeting

4.22 (Thurs)

4.23 ( F r i )

IC Meeting

International Forum 2010 AGENDA
일 정

발표 내용

8:30 9:00

등 록

9:00 9:05

개회사 - 2010 빌딩스마트 서울 국제총회 대회장

9:05 9:10

환영사 - 이상림, 빌딩스마트협회 회장

9:10 9:15

축사 1 - 국토해양부 장관(예정)

9:15 9:20

축사 2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9:20 9:45

기조발표 - 국토해양부

9:45 10:10

HOK의 BIM 적용 현황과 향후 방향, buildingSMART의 중요성 - Patrick MacLeamy, 빌딩스마트인터내셔널 & HOK 회장, USA

10:10 10:35

BIM 기반의 국제설계공모전, 노르웨이 국립예술박물관 사례 - Ole Kristian Kvarsvik, Norway

10:35 10:50

휴 식

10:50 11:15

GSA의 BIM 지침 배경 및 공공발주에서의 BIM 적용 방향 - Calvin Kam, USA

11:15 11:40

BIM 기반 병원 프로젝트를 통해 본 개방형 BIM 적용 - Joost Wijnen, The Netherlands

11:40 13:00

점심식사 & 빌딩스마트협회 총회

Session
13:00 13:25

13:25 13:50

13:50 14:10

Track A

Track B

Track C

Track D

Sustainable Building & Engineering
지속가능한 건축

Construction & Maintanance
건설 및 유지관리

Users 발주자

Technical 기술

가상설계 건설 사례: Build Live Tokyo,

BIM 적용사례

싱가포르의 BIM e-submission

IFC 2x4

Yoshinobu Adachi, Japan

Samsung, Korea

Tai Fatt Cheng, Singapore

Thomas Liebich, Germany

BIM Quality Control in Korea

Quantity Take-Off from BIM

노르웨이의 BIM 적용사례

Server based BIM Project Management

Hyundai, Korea

Evelyn Teo, Singapore

Norway

Vaino Trandi, Sweden

BIM 적용사례

한국 건축행정(세움터)에서 BIM 적용 로드맵
후원사 사례 발표

후원사 사례 발표

ADK, Korea
14:10 14:20

발표 요약 및 Q&A

강주석, Solideosys., Korea
발표 요약 및 Q&A

14:20 14:35
14:35 15:00

15:00 15:25
15:25 15:50

발표 요약 및 Q&A

휴 식
초고층건축의 데이터 상호운영성(구조)

BIM과 GIS 통합

핀란드의 BIM 적용사례

IFD와 향후 건설 유형

Leif Granholm, Finland

John Mitchell, Australia

Finland

Havard Bell, Norway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지원하는 BIM

생고베인 프로젝트의 BIM 적용

호주의 디지털 모델링 지침과 빌딩스마트의 활동

새로운 IFC 인증 프로그램

Vladimir Bazjanac, USA

Frederic Grand, France

Scott Beazley, Australia

Rasso Steinmann, Germany

BIM을 활용한 설계와 엔지니어링 코디네이션

Construction Operations Building

한국의 가상건설 사례, Korea

Marko Granroth, Sweden
15:50 16:00

발표 요약 및 Q&A

발표 요약 및 Q&A

실무 프로젝트에서의 BIM 데이터 상호운영

Information Exchange (COBie2) USACE, USA
발표 요약 및 Q&A

발표 요약 및 Q&A

16:00 16:10

휴식

16:10 16:35

BIM의 사업 수익 - Deke Smith, USA

16:35 17:35

패널 토론

17:35 17:45

질의 응답

17:45 17:50

폐회

발표 요약 및 Q&A

Patrick Macleamy
AIA CEO, The HOK Group, Inc.
미국 HOK사 CEO

International Forum 2010

International Forum 2010

주요 발표자 및 발표 내용

빌딩스마트 국제총회 조직위원회
buildingSMART International Seoul Meetings Chair

BIM in HOK and buildingSMART
Patrick Mcleamy는 2003년 3월부터 글로벌 건축회사인 HOK사의 CEO를 맡고 있으며, HOK의
전략적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산업의 품질과 신뢰성, 효율에 관한 표준을 중요시하
며, 1996년 IAI(건설분야의 정보표준화기구인 현 buildingSMART International)의 설립을 주도했
으며, 현재 국제의장을 맡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적인 설계사인 HOK의 BIM 적용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며, BIM의 국제표준기구인 buildingSMART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대회장

Planning Committee Chair
BIM Submission for Architectural Competition
Ole Kristian Kvarsvik
Senior Engineer R&D,
Statsbygg, Norway

Statsbygg는 노르웨이의 공공 건설과 부동산 개발, 건설, 임대, 매매 등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
로 BIM 국제표준인 buildingSMART의 IFC 기반 공공발주를 확산하고 있다. Statsbygg는 2009
년 봄 첫 발주로 수도 오슬로의 Vestbanen에 새로 지어질 국립예술박물관의 국제현상공모전을
BIM 기반으로 개최하였다. 이 공모전에서는 웹을 통해 237개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이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주최측의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결과였다. Ole Kristian Kvarsviks는 BIM 기반의
이 국제경기의 의의와 장점, 그리고 향후 BIM 기반의 설계경기 확산 대비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GSA BIM Experience
Calvin Kam
PhD, AIA, PE, LEED AP, Senior
Program Expert with National
BIM Program, USA

Calvin Kam은 현재 스탠포드대학 CIFE의 Industry Program의 디렉터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GSA의 National BIM 프로그램의 Senior Program Expert로 미국 GSA의 개방형 BIM 지침 개발
을 주도했으며, 현재 AIA-Technology in Architectural Practice National Knowledge Community
(www.aia.org/tap)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 GSA의 BIM 지침 배경 및 공
공발주에서의 BIM 적용 방향에 대해 강연한다.

Open BIM in Real Projects
Joost Wijnen
Oadis(CAD Visual),
The Netherlands

Marko Granroth
HVAC&R engineering at
SWECO

Joost Wijnen은 유럽 기반의 개방형BIM 서비스 컨설팅사의 대표로, 현재 EU의 여러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BI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 185,000 평방미터의 10억 유로
(약 1조 6천억원) 병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BIM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사례는 2009년 11월 시작되었고, 현재 BIM을 중심으로 전체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2차
원 도면을 BIM 표준인 IFC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을 포함, BIM 기반 실무 프로젝트에서 개방형
BIM을 적용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한다.

Coordinating BIM Design and
BIM Engineering, Especialy HVAC Area, in a Real Big Project
Marko Granroth는 스칸디나비아의 대형 설계사인 SWECO의 Inspector 및 디자인팀 리더로서
BIM 설계와 엔지니어링의 다양한 실무 경혐을 기반으로, 실무 프로젝트 수행 시 설계 각 단계별
로 BIM 코디네이션을 수행하는 데 바람직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Business Benefits of Building Information Models
Dana K. “Deke” Smith
FAIA, buildingSMART Alliance,
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s

Deke Smith는 이번 포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BIM의 급속한 성장과 그로 인한 기
업들의 투자 수익 사례를 다루며, 설비산업을 휩쓸고 있는 업무 혁신에 의해 앞으로 실현될 BIM
의 잠재력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BIM으로의 전환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망한다.

기획위원장

김인한

Organizing Committee Chair
조직위원장

경희대학교 교수

Planning Committee

진상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Organizing Committee

기획위원회

조직위원회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강병철 ㄜ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신규철 계명대학교 교수

김치경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위원장

강선종 삼성물산ㄜ 상무

심형섭 ㄜ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박상진 ㈔한국건축가협회 정보위원장

강인석 경상대학교 교수

안대호 ㄜ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부사장

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기획실장

강주석 솔리데오시스템즈 부장

양동기 ㄜ대우건설 상무

고창현 대림산업 상무

유정호 광운대학교 교수

구본상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윤기병 원광대학교 교수

권순욱 성균관대학교 교수

윤두영 ㄜ비엠아이에스 소장

권순주 픽셀하우스 실장

윤석헌 경상대학교 교수

권오철 대림대학 교수

이 강

김 경

이광환 ㄜ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본부장

이상호 대한토목학회정보기술위원회 위원장
손보식 ㈔한국건설관리학회 기획위원장
최중현 ㈔대한건축학회 정보기술센터 센터장

BIMPeers 대표

연세대학교 교수

김길채 청운대학교 교수

이명식 동국대학교 교수

김동현 세종대학교 교수

이아영 ㄜ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김성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팀장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재형 디자인APP 대표

전한종 한양대학교 교수

김정철 ㄜ현대건설 상무

정연석 ㈔빌딩스마트협회 부연구위원

김현주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교수

조 현

김희철 ㄜ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상무

조찬원 ㈔빌딩스마트협회 기획위원장

문현준 단국대학교 교수

차문송 ㄜ상지이앤에이건축사사무소 이사

박동섭 GS건설 상무

차희성 아주대학교 교수

박문서 서울대학교 교수

최경화 월간캐드앤그래픽스 편집장

박정대 경기대학교 교수

최진원 연세대학교 교수

박철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창순 ㄜ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서종철 ㈔빌딩스마트협회 부연구위원

추승연 경북대학교 교수

서준석 ㄜ정림건축 소장

하종숙 국토일보 팀장

성진용 ㄜ원양건축사사무소 부사장

황한구 ㄜ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VECTOR 대표

기술연구소장
*가나다순

참가등록: www.buildingsmart.or.kr을 통한 온라인 등록
등록기간 및 참가비 (부가세 별도)

정회원

일반 10만원
학생 5만원
해외 US$120

일반 12만원
학생 7만원
해외 US$150

일반 15만원
학생 10만원
해외 US$180

예비회원/비회원

일반 15만원
학생 7만원
해외 US$150

일반 17만원
학생 9만원
해외 US$180

일반 20만원
학생 12만원
해외 US$200

계좌 이체 혹은 신용카드 결제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201-427511
(예금주: 사단법인 빌딩스마트협회)
* 자세한 결제 방법은 등록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이메일(bsk@buildingsmart.or.kr)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요청
하기 바랍니다.
* 유료 참가자에게는 점심식사와 행사 자료집이 제공됩니다.
* 2010년도 회비 미납 시 회원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회비는 개인 5만원, 학생 2만원이며 회원사의 경우는 회원가입양식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권 소지자도 반드시 인터넷으로 사전등록을 해야만 유효합니다.
* 카드 결제 시 별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며, 카드 전표로 대신합니다.
* 등록 후 입금 확인이 되어야 사전등록이 완료됩니다.

지하철 7호선 학동역 하차(10번 출구) (도보 5분 소요)
3호선 압구정역 하차(1번 출구) (도보 15분 소요)
버 스 간선 141, 405, 401, 640
지선 3422, 3414, 2225, 4412
주차권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Tel. 02-3449-8888 Web. http://www.cgbest.co.kr

Tel 02-2264-8355 Fax 02-2264-8354
Email korea-meetings@buildingsmart.or.kr 문의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